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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지급금 및 생활 보조금(SSI) 자격
2017 년 10 월 발행물 #5604.03
참고 : 본 발행물에는 일반적인 정보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조언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잘 알고있는
변호사 또는 옹호자와 상의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일시 지급금 (일시불)이 생활 보조금(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
보고서는 일시 지급금이 SSI 자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1.

일시 지급금이란 무엇입니까?

비반복 일시 지급금은 나중에 다시 받을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일회성 비용
지급입니다. SSI 처럼 매달 지급되는 사회보장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일시 지급금의 몇 가지 예로 무엇이 있습니까?

일시 지급금의 예로 일회성 소급 사회 보장 수표, 소급 IHSS 수당, 선물,
상속, 복권 당첨 및 수입이나 자산을 대체하기 위해 받은 돈이 있습니다.
3.

일시 지급금은 SSI 혜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일시 지급금은 귀하가 받고 있는 월간 SSI 를 감소시키거나 SSI 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의 소득과 자산이 귀하의 월 SSI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귀하가 SSI 자격 요건과 SSI
프로그램의 월별 SSI 금액 산정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SI

프로그램이 귀하의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은 아래 질문 7 을
참조하십시오.
4.

소득이란 무엇입니까?

소득은 한 개인이 식품이나 주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나 현물의 모든 항목입니다.1 ‘현물’ 소득은 비금전적 지원 또는 돈
대신에 재화나 용역(예: 음식 또는 주거지) 형태의 지원을 의미합니다.2
SSI 수혜 자격의 측면에서 월 소득을 결정하는 데는 ‘근로 소득’과 ‘불로
소득’ 또한 포함됩니다. 근로 소득이란 현금 또는 현물로 받을 수 있는
소득으로, 임금과 자영업 소득 및 보호 작업장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한
급여 또는 출판물과 관련된 개인 취득 로열티로 구성됩니다. SSI
프로그램의 근로 소득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3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0820000/ 4
불로 소득은 근로 소득을 면제한 모든 소득입니다.5 예를 들어,
소급사회보장연금 및 현물지원은6 불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불로 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0830000 을
참조하십시오. 현물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의 발행물인
https://www.disabilityrightsca.org/publications/ssi-applicants-andrecipients-learn-about-in-kind-support-and-maintenance-ism 를
참조하십시오. 일부 불로 소득은 귀하의 SSI 수혜 자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SSI 수혜 자격에 포함되지 않는 불로 소득 분류 목록은
https://www.ssa.gov/OP_Home/cfr20/416/416-1124.htm and
https://secure.ssa.gov/apps10/poms.nsf/lnx/0500830099 7 를
참조하십시오.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8 음식이나 주거지가 아니거나
음식이나 주거지를 얻는 데 사용할 수 없는 품목은 소득이 아닙니다.9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의료비, 전화비, 애완동물 의료비를 지불하거나 무료 의료
혜택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은 귀하에게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10
그러나 어떤 항목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더라도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다른 것은 소득으로 간주되지만 귀하의 월소득 결정시에는 면제됩니다.
매월 근로 소득의 첫 65 달러와 나머지 소득의 1/2 은 SSI 혜택 계산
목적을11 위해 면제됩니다. 불로 소득이든 근로 소득이든 매월 첫 20 달러
또한 면제됩니다.12 장례식 기금, 자녀 부양비, 교육 보조비, 푸드 스탬프
등과 같은 SSI 프로그램 불로 소득에서 면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불로
소득 면제 목록은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0830099 를
방문하십시오.
5. 자산이란 무엇입니까?
자산이란 현금, 토지, 생명 보험, 개인 자산 또는 현금으로 바꿔서 식품이나
주거지로13 사용될 수 있는 귀하 소유의 소유물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자산의 판매 또는 교환으로 얻는 것은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래 7 (d) 항을 참조하십시오.
매월 1 일(매월 1 일 자정)에 개인은 2,000 달러 상당의 비면제 자산만,
결혼한 부부는 3,000 달러 상당의 자산만 가질 수 있습니다.14 그렇지
않으면 그 달의 SSI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다음달에 귀하가 자산에
포함될 수 있는 지급을 받는 경우, SSI 수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령한 달의 다음달 초에 계산에 포함되는 가용 자산 수준이 2,000 달러
(3,000 달러)까지 내려가도록 지출을 해야합니다. 참고: 첫 은행계좌
금액은 (귀하 계좌에서 아직 지불되지 않은 수표) 미결제 수표를 뺀
금액입니다.15
어떤 것은 자산에서 면제되는데, 이는 자산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면제 자산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정 용품, 차량16 한 대,
주거용품, 장지17 등이 포함됩니다. 면제 자산의 더 많은 예를 보려면
https://www.ssa.gov/OP_Home/cfr20/416/416-1210.htm18을
방문하십시오.
6. 간주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배우자나 (18 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의 소득과 자산이19 귀하의
SSI 수혜 자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주 소득은 귀하와 함께 사는
배우자나 부모, 또는 (귀하가 외국인인 경우) 후견인의 소득의 일부로 SSI
프로그램이 귀하의 가용 소득 금액과 SSI 자격 및 혜택 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20 배우자 심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ssa.gov/ssi/text-income-ussi.htm21을
방문하십시오. 18 세 미만 아동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s://www.ssa.gov/ssi/spotlights/spot-deeming.htm22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SSI 를 받는 아동인 경우, 독신 부모와 함께 살 경우 2,000 달러
또는 양쪽 부모와 함께 살 경우 3,000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자산은 귀하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SSI 수혜자로서 귀하는 2,000 달러의 자산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귀하의 부모나 배우자가 SSI 수혜자가 아니라면
부모나 배우자 소유의 퇴직금은 계산에서 면제되며 귀하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7. SSI 프로그램은 SSI 월 지급액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SSI 는 장애, 시각장애가 있거나 소득과 자산이 제한된 65 세 이상의 개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필요-기반의 소득보조 프로그램입니다. 개인이
이미 받는 소득과 자산에 추가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득
보조 프로그램입니다.23 사회 보장국(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소득과 자산 가치에 근거하여
귀하의 SSI 자격을 결정합니다. 개인 자산 2,000 달러 이상, 부부가
합쳐서 3,000 달러 이상 가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ssa.gov/ssi/text-eligibility-ussi.htm 을
참조하십시오.
매월의 SSI 지급액은 장애, 나이 및 생활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차트 https://www.ssa.gov/pubs/EN-05-11125.pdf 를 참조하십시오.
지급액은 귀하가 가지고 있는 가용 소득에 따라 감소합니다. 가용 소득이란
소득 항목에 적절한 모든 배제를 적용하고 남은 소득 금액입니다.24
귀하의 가용소득이 SSI 혜택보다 많은 경우, 귀하가 그 소득을 얻는 달의
SSI 는 받을 수 없습니다.25 가용소득이 SSI 지급 비율보다 적으면 두달
후에 얻는 SSI 지급액에서 가용소득에 대한 금액을 공제합니다.26 전월의
소득을 사용하여 이번 달의 혜택을 계산하는 과정을 월별 소급 합산이라고
합니다. 소급 합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2005001 을 참조하십시오.
실행 요령 : 귀하께서 한 달 안에 받는 소득 때문에 SSI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SSI 지급을 전혀 못받을 정도로 귀하의 소득이 높다는 것을
안다면, SSI 에 소득 신고를 할 때 초과지급액에 대한 머니오더 또는
캐쉬어스 체크를 포함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SSI 수표가 감소나
중지되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8. 일시 지급금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귀하가 받는 지급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a. 소급 사회보장비
일반적으로 타이틀 II27에 따라 지급되는 소급 사회보장비는 수령월에28
불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소급 사회보장비를 받는 경우, 해당 월에서는
면제 자산이 되며 이후 9 개월 동안29 면제 자산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9 개월 후에도 돈이 있다면 SSI 자격에30 있어 가용 자산이 됩니다.
b. IHSS 보조금
i. 부적격 배우자나 부모에게 지급되는 IHSS 보조금
‘부적격’ 부모나 배우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SSI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미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적격
부모나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IHSS 소급 일시 지급금은 간주로 계산되지
않는 면제 소득입니다. 즉, SSI 혜택을 받는 자녀나 배우자에 간주되거나
더해지지 않아서 그들의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31같은 집에 사는
부적격 부모나 배우자에게 지급된 정기 IHSS 보조금은 SSI 아동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32
일반적으로 소득을 얻고 한 달 후에는 그것이 자산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지만, 특별 규칙에 따르면 부적격 부모나 배우자에게 지급된 IHSS
소급 일시 지급금은 수령월의 다음 달에 면제 자산입니다.33 그러나 수령월
이후 두 번째 달에는 자산으로 간주되며, IHSS 소급 일시 지급금이었다면
배우자나 자녀의 자산으로 간주됩니다.34 예를 들어, 1 월에 부적격
배우자에게 IHSS 소급 지급이 이루어지면 2 월에는 IHSS 에 있어 면제
자산이지만 3 월에는 자산으로 계산됩니다.35

ii. IHSS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IHSS 보조금
IHSS 수혜자에게 IHSS 서비스 비용을 위한 IHSS 보조금은 수령인의 SSI
수혜 자격에 있어 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36 또한 수령한 달과 그 다음
달에도 자산에서 면제됩니다.37 그러나 수령윌 이후 두 번째 달에는
자산으로 간주됩니다.38 예를 들어, 1 월에 IHSS 수혜자에게 IHSS 지급이
이루어지면 2 월에는 면제자산이 되지만 3 월에는 자산으로 계산됩니다.
c. 비반복 일시 지급 사회보장 보험급여
비반복 일시불 사회보장 보험급여에는 철도직 퇴직급여, 재향군인
복지급여, 근로자 재해보상급여, 장애보험급여가 포함됩니다.39 SSI 에
있어 이러한 혜택은 귀하가 받은 달의 불로 소득이며, 다음달의 가용
자산입니다.40 사회 보장은 귀하가 실제로 수령한 소득보다 크거나 적은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귀하의 상황에 따라 규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41
20 C.F.R. § 416.1123 의 예: SSI 수혜자인 조(Joe)는 매월 200 달러의
사회보장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조에게
사회보장 보험급여가 초과지급된 것으로 인해 초과지급액을 회복하기 위해
매월 20 달러 지급을 보류합니다. 조의 SSI 산정시 월 200 달러의 사회보장
보험급여는 Joe 의 불로 소득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조가 사회보장
보험급여가 초과지급되었고 초과지급액을 소득으로 포함시켰을 때 조가 두
급여를 다 받고있었다면, 사회보장 보험급여로 180 달러를 받았다는
기준에 따라 조의 SSI 급여를 계산합니다. 이는 초과지급을 받았을 때의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SSI 급여를 계산한 것을 저희가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d.소득 또는 자산의 대체
귀하가 받는 일부 항목은 이미 한 가지 형식으로 한 번의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중 계산을 피하기 위해 이 항목은 SSI 의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세금 환급은 소득이 아니거나42 소득에서
면제됩니다.43 생명 보험 및 장애 보험은 소득이 아닙니다.44
빌린 돈이나 대출 상환금으로 받는 돈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입니다.45
또한, 귀하가 받는 일부 항목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자산의 판매, 교환, 교체(예 : 자동차 판매)로 인한 수익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입니다.46 위의 자산 항목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항목은 수령 후 다음
달 처음부터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9 월에 돈을 빌리면 9 월에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10 월 처음부터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분실, 손상 또는 도난당한 귀하의 주택과 같은 면제 자산을 수리 또는 교체
할 목적으로 현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9 개월 이내에
자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다.47 바른 이유를 제시하면 추가로 9 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48 그렇지
않으면, 그 현금은 가용 자산이 됩니다. 49 자산을 수리하거나 대체할
의도가 바뀌면 그 현금도 가용 자산이 됩니다.50
e. 면제 소득과 면제 자산
일부 항목은 수입이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재해 구호는 ‘불로
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소득 결정에서 면제되며 자산 한도에서 면제되는
사례의 한 예입니다. 51 또 다른 예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 지원금을 들 수 있습니다. 52
f. 다른 일시 지급금
다른 종류의 일시 지금금을 받으면(예: 상속, 선물, 생명 보험료, 직장
보너스) 그 달에 가용 소득, 그 다음 달에 가용 자산이 됩니다.53
9. 일시 지급금을 어떻게 써버릴 수 있습니까?
일시 지급금을 받으시면 그 돈을 써버리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 용품, 자동차 용품, 개인 용품, 자가 지원에 필수적인 자산인 장기
생명 보험, 장지 계획 및 장례 보험과 같은 면제 자산에 돈을 쓰시면
됩니다. 또는 자가지원달성계획(PASS, Plan to Achieve Self Support)에
돈을 따로 모아두십시오.54
또한, 귀하가 일시 지급금을 수급받고 그것을 공정시장가보다 적은
금액으로 줘버린다면 귀하는 최대 3 년 동안 SSI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이 메모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ecure.ssa.gov/apps10/poms.nsf/lnx/0501150007 을
참조하십시오.
10. 신탁과 ABLE 계좌는 어떻습니까?

다량의 일시 지급금을 받는 경우, 돈을 신탁 또는 ABLE 계좌로 이체 할 수
있습니다.
a. 신탁
하나의 옵션은 (공동 신탁과 같은) OBRA 신탁에 일부 또는 모든 돈을 넣는
것일 수 있는데, 그러므로 혜택을 잃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55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56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법률의 변경으로 이제 장애 신탁 수혜자는 부모, 조부모, 법정 대리인 또는
법원에 그러한 신뢰를 설정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본인 자신이 신탁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57 이 변경은 2016 년 12 월 13 일 이후에 설정된
신탁에 대해 유효합니다.58 수혜자가 65 세가되기 전에 신탁을
만들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합니다.59
이러한 옵션 및 기타 옵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려면 캘리포니아 양로원
계혁을 위한 옹호자들(www.canhr.org)에 연락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사에 대한 자문을 구하십시오.60
b.ABLE 계좌
CalABLE 계좌에 대한 정보는 캘리포니아 재무부 웹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http://treasurer.ca.gov/able61에서 보실 있습니다. 26 세
이전에 장애인이 된 경우, SSI 또는 메디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ABLE
계좌라는 세금 혜택을 받는 저축 계좌에 연간 최대 14,000 달러,
최대 100,000 달러를 저축할 수 있습니다.62 즉, ABLE 계좌에 저축하면 SSI
또는 메디칼 가용 자원 한도에 있어 최대 100,000 달러까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ABLE 계좌와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ABLE 계좌의 배당은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ABLE 계좌의 돈을
사용하여 주택, 교통 및 건강 관리와 같은 적격 비용 지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63 ABLE 계좌의 또 다른 이점은 귀하가 계좌에서 배당금을 수령
할 수 있으며, 귀하가 비-주거 자격 관련 장애를 위해 지불할 금액을
보유하고 있는 한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64 예를 들어,
9 월에 예상되는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6 월에 귀하의 계좌에서

500 달러를 인출하면, 500 달러는 6 월, 7 월, 8 월 또는 9 월에 자산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65
11. SSA 에 돈을 보고해야 합니까?
예. 지급금을 수령을 하자마자 사회 보장국에 보고해야 하지만, 늦어도
지급받은 달의 다음 달 10 일날 전에는 보고해야 합니다.66 예를 들어, 12
월에 지급금을 받은 경우, 1 월 10 일까지 사회 보장국에 알려야합니다.
12. 일시 지급금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시 지급금을 받는 경우, SSI 수혜 자격 및 SSI 수혜 자격에 대한 일시
지급금의 효과를 이해하는 옹호인 또는 변호사와 항상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출판물에 대한 다음 설문조사를 완성해
주셔서 저희가 잘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https://docs.google.com/forms/d/1d6ezTl2M5UMAWU66exLbc1SQ9w
DPzvtuS3AGR4-cgwE/viewform?c=0&w=1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800-776-5746 으로 전화하여 지원 요청 서류
양식을 작성해 주십시오. 기타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916-504-5800
(북가주); 213-213-8000 (남가주)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캘리포니아 장애인 권익회는 다양한 기관들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고
있으며, 자금 제공자의 전체 목록을 보려면
http://www.disabilityrightsca.org/Documents/ListofGrantsAndContracts
.html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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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F.R § 416.1102, P.O.M.S. SI 00810.005.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0810005. ‘본문으로 이동’
2

https://www.ssa.gov/ssi/text-income-ussi.htm ‘본문으로 이동’

3

P.O.M.S. SI 00820.001.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0820001 ‘본문으로 이동’
4

P.O.M.S. SI 00830.001.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ps://secure.ssa.gov/poms.nsf/lnx/0500830001 ‘본문으로 이동’
5

P.O.M.S. SI 00830.001.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ps://secure.ssa.gov/poms.nsf/lnx/0500830001 ‘본문으로 이동’
6

현물 지원 및 관리(ISM, In-kind support and maintenance)은 음식이나
주거지 형태의 불로 소득 중 하나 또는 모두를 말합니다. P.O.M.S. SI
00835.001,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0835001 ‘본문으로 이동’
불로 소득에 대한 규정은 20 C.F.R. § 416.1120 에서 416.1124 까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으로 이동’
7

8

20 C.F.R. § 416.1103. ‘본문으로 이동’

9

P.O.M.S. SI 00815.001,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0815001 ‘본문으로 이동’
10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ssa.gov/oact/cola/incomexcluded.html ‘본문으로 이동’
11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ssa.gov/oact/cola/incomexcluded.html ‘본문으로 이동’
12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ssa.gov/oact/cola/incomexcluded.html ‘본문으로 이동’
13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찹조하십시오. https://www.ssa.gov/ssi/textresources-ussi.htm ‘본문으로 이동’

14

20 C.F.R §§ 416.1207(d) and 416.1205(c) ‘본문으로 이동’

15

P.O.M.S SI 01140.200.G.3,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1140200 ‘본문으로 이동’
16

자영업 또는 사업에 관련된 자산 또는 직원이 사용하는 두번째 차량같은
항목에 대한 추가 면제 자산에 관해서는 아래 19 번째 줄을 참조하십시오.
‘본문으로 이동’
17

20 C.F.R. § 416.1210 (일반적인 제외 자산) ‘본문으로 이동’

18

최소 20 CFR § 416.1222 에 영향을 미치는 법의 변경에 대해서는 최종
메모 X 를 참조하십시오. 20 CFR § 416.1222 ‘본문으로 이동’
19

자산 간주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20 C.F.R §§ 416.1202, 416.1203,
과 416.1204 를 참조하십시오. ‘본문으로 이동’
20

1989 년 OBRA 는 비즈니스의 현금 계좌를 포함하여 달러 또는 수익
제한을 제거하고. 또한 직장 직원이 근무시 사용하는 부동산을
제외함으로써 자체 자산에 필요한 재산 배제를 확대했습니다. Pub.L 101239 섹션 8104, 1990 년 5 월부터 시행, 42 U.S.C. § 1382b (a) (3) 및
C.F.R §§ 416.1220 및 416.1222 에서 상반되는 조항을 무효화. 예를 들어,
물건을 획득 하거나 배달하고, 다른 장소에서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포함하여 직장에서 사용할 경우 가족의 두번째 차량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번째 차량이 출퇴근에 불가피하다면 면제되어야한다고 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제정 이후 28
년 동안 SSA 는 아직 이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P.O.M.S. SI
0501130.500,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apps10/poms.nsf/lnx/0501130500, P.O.M.S. SI
0501130.501, 열람 가능 웹사이트
가능 https://secure.ssa.gov/apps10/poms.nsf/lnx/0501130501 제외
불로 소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secure.ssa.gov/apps10/poms.nsf/lnx/0500830099. ‘본문으로
이동’
21

20 C.F.R. §§ 416.1161 과 416.1163 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이동’

22

20 C.F.R. §§ 416.1161 and 416.1165 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이동’
23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ssa.gov/pubs/EN05-11000.pdf. ‘본문으로 이동’
24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ssa.gov/oact/cola/countableincome.html 그리고
https://www.ssa.gov/oact/cola/incomexcluded.html. ‘본문으로 이동’
25

20 C.F.R §§ 416.202(c) 그리고 416.420. ‘본문으로 이동’

26

20 C.F.R § 416.420(a), P.O.M.S. SI 02005.001,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2005001. ‘본문으로 이동’
27

타이틀 II 혜택에는 퇴직 보험, 생존자 보험 및 장애 보험이 포함됩니다.
'본문으로 이동'
28

20 C.F.R. § 416.1123(d), P.O.M.S. SI 00830.210,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0830210, P.O.M.S. SI
03020.040 도 참조하십시오.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poms.nsf/lnx/0603020040, 제외에 대해서
P.O.M.S. SI 00830.010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0830010#b. ‘본문으로 이동’
29

20 C.F.R § 416.1233, https://www.ssa.gov/pubs/EN-05-11015.pdf.
또한 참조하십시오. ‘본문으로 이동’
30

20 C.F.R § 416.1233, https://www.ssa.gov/pubs/EN-05-11015.pdf.
또한 참조하십시오. ‘본문으로 이동’
31

20 C.F.R. § 416.1201(a)(3), 20 C.F.R. 416.1161(a)(16), P.O.M.S. SI
01320.175(B),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1320175. ‘본문으로 이동’
32

20 C.F.R. § 416.1161(a)(16). ‘본문으로 이동’

33

20 C.F.R. § 416.1201(a)(3). ‘본문으로 이동’

34

20 C.F.R. § 416.1201(a)(3), P.O.M.S. SI 01120.112(B)(1),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1120112. ‘본문으로
이동’
35

급여는 캐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소득입니다. 부적격
배우자나 부모가 적격 배우자나 적격 자녀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IHSS(자가 지원 서비스) 급여를 받는 경우, 그 급여는 간주
대상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P.O.M.S. SI 01320.175,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1320175 에서 열람 가능)
‘본문으로 이동’
36

20 C.F.R. 416.1103(b)(1), IHSS (심부름, 간병, 가정봉사) 지급은 의료
또는 사회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적격 개인에게
직접 지불된 경우의 소득이 아닙니다(P.O.M.S. SI 00815.050). 그러나 그
지급은 캐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에게 소득이 됩니다(P.O.M.S. SI
01320.175,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1320175) ‘본문으로 이동’
37

20 C.F.R. § 416.1201(a)(3). ‘본문으로 이동’

38

20 C.F.R. § 416.1201(a)(3). ‘본문으로 이동’

39

20 C.F.R. § 416.1121(a). ‘본문으로 이동’

40

20 C.F.R §§ 416.1121, 416.1207(d). ‘본문으로 이동’

41

20 C.F.R. § 416.1123(b). ‘본문으로 이동’

42

20 C.F.R § 416.1103(d). ‘본문으로 이동’

43

20 C.F.R § 416.1124(c)(1). ‘본문으로 이동’

44

20 C.F.R § 416.1103(e). ‘본문으로 이동’

45

20 C.F.R § 416.1103(f). ‘본문으로 이동’

46

20 C.F.R §§ 416.1103(c), 416.1207(e). ‘본문으로 이동’

47

20 C.F.R § 416.1232(a). ‘본문으로 이동’

48

20 C.F.R. § 416.1232(b). ‘본문으로 이동’

49

20 C.F.R § 416.1232(a). ‘본문으로 이동’

50

20 C.F.R § 416.1232(d). ‘본문으로 이동’

51

20 C.F.R § 416.1124(c)(5) 와 20 C.F.R. § 416.1210(k). ‘본문으로
이동’
52

20 C.F.R. § 416.1124(c)(17) 및 20 C.F.R. § 416.1210(p) (발생
비용에 대한 보상 또는 범죄로 인해 입은 손실) ‘본문으로 이동’
53

20 C.F.R §§ 416.1104 (SSI 계수 소득), 416.1120 (SSI 불로 소득),
416.1207 (SSI 자산 결정), 또한 P.O.M.S. SI 00810.410 를 참조하십시오.
비정기 소득 제외의 빈도.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apps10/poms.nsf/lnx/0500810410#c.
‘본문으로 이동’
54

20 C.F.R § 416.1210. ‘본문으로 이동’

55

P.O.M.S. SI 01120.200,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1120200. ‘본문으로 이동’
56

22 C.C.R. § 50489.9. ‘본문으로 이동’

57

ACWDL No. 17-13,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eligibility/Documents/ACWDL2017/ACWDL17-13.pdf. ‘본문으로
이동’
58

ACWDL No. 17-13,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www.dhcs.ca.gov/services/medical/eligibility/Documents/ACWDL2017/ACWDL17-13.pdf. ‘본문으로
이동’
59

42 USC § 1396p(d)(4)(A). ‘본문으로 이동’

60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canhr.org/publications/newsletters/NetNews/Feature_Article/NN_
2007Q1.htm. ‘본문으로 이동’
61

자세한 정보는
http://treasurer.ca.gov/able/resources/factsheets/factsheet-en-us.pdf
그리고 http://treasurer.ca.gov/able/resources/faq.pdf 를 참조하십시오.
‘본문으로 이동’
62

26 U.S.C. § 529A, P.O.M.S. SI 01130.740,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1130740. ‘본문으로 이동’
63

P.O.M.S. SI 01130.740(C),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1130740. ‘본문으로
이동’
64

P.O.M.S. SI 01130.740(C)(5)(a),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1130740. ‘본문으로 이동’
65

P.O.M.S. SI 01130.740(C)(5)(c), 열람 가능 웹사이트
https://secure.ssa.gov/poms.nsf/lnx/0501130740. ‘본문으로 이동’
66

20 C.F.R § 416.714(a). ‘본문으로 이동’

